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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d DC-DC converter for fuel cell that have high voltage and high current output characteristics. It
is required step-up converter to use by general power supply, because the general rated voltage of fuel cell is low about
20 ~ 50V. The miniaturization of converter and DC link voltage can be controlled and high quality of output voltage uses
mainly DC-DC converter. The boost converter and buck-boost converter do not get high boosting ratio. It is that proposed
boost-flyback converter. Through simulation and an experiment, it could get high boosting ratio and efficiency more than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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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고품질의 전

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발전, 열병합 발전, 풍력발전 등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이중 연료전지는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저공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하가 밀집

된 대도시 혹은 변전소에 분산 설치가 용이하여 송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또 운전 중에 발생하는 열을 이

용하여 열병합 발전이 가능하여 가장 효율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1-3].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작용에 의해

직접 전기를 발생하는 스택 외에 메탄올, 천연가스 등

각종 연료로부터 수소를 만들어 내는 개질기와 스택에

서 발전된 직류전압을 안정된 교류전압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력변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전력변환기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의 주

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단위 셀의 전압은

무부하에서 약 1.15VDC정도이고 전류가 증가하면

0.7VDC정도까지 낮아진다. 따라서 스택 제조 시 이 셀

을 직렬로 연결하는데 셀의 수가 많아 전압이 높을수

록 스택가격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료전지스택의 정격

전압이 대개 20V에서 50V로 낮기 때문에 이를 상승

(Boost)시킴과 동시에 교류로 변환하여야 한다.

둘째, 연료전지는 부하에 따라 출력전압의 변동폭이

크므로 출력전압을 조정(Regulation)해야 한다.

셋째, 연료전지와 부하사이에는 안전과 노이즈의 차

단등을 위하여 절연(Isolation)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연료전지는 저전압, 대전류의 특성과 부하에 따라 전압

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DC-DC컨

버터나 범용 인버터 기술로는 요구되는 효율을 만족시

킬 수 없으며, 전력변환장치의 효율이 낮아지면 전단의

스택 및 개질기의 용량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 연

료전지 시스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사용화를 어렵

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연료전지용 전력변환기의 토플로지는 연료전지의 출

력전압, 용량 및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연료전지의 낮은 직류 전압을 인버터로 교류 변환 후

변압기를 이용하여 승압하는 교류-교류 승압방식은 비†E-mail : sacheonsa@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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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지만 저주파 변압기를 사

용하므로 무게와 부피가 커지며, 직류전압을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출력전압의 품질이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직류-직류 승압방식에 사용되는 고주파 변압기는 부

피 및 무게가 작아 전체 변환기의 소형화가 가능하며,

직류 링크전압이 조정 가능하므로 출력전압의 품질이

향상된다. 연료전지의 출력전압이 낮은 경우 boost 컨

버터, buck-boost 컨버터 등의 비절연 컨버터 방식으로

는 높은 승압비를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고주파 변압기

를 사용하는 절연형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절연형 방

식중에서 flyback 방식과 full-bridge, half-bridge, push-

pull 형태의 컨버터를 적용한다. 또한 승압용 컨버터의

2차측 형태에 따라 중간 탭 방식과 브리지 방식으로 선

택할 수 있으며, 연료전지 시스템의 용량이 클 경우 복

수대의 소용량 컨버터를 사용하는 다중형을 적용할 수

있다[1][4-5].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boost 컨버터, buck-boost

컨버터등의 비절연 컨버터는 높은 승압비를 구현하기

어려운 점을 보안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비절연형 컨버

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승압비를 구현할 수

있는 컨버터를 제안한다.

2. 본 론

2.1. 제안한 Boost-Flyback converter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1KW 컨버터는 Boost-Flyback

토플로지를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구성한다.

컨버터의 구성상의 특징은 boost 컨버터를 기반으로

하여 boost 컨버터를 구성하는 인덕터에 2차측 권선을

감아 flyback 컨버터 형태의 트랜스포머 형태로 구성되

는 점이다. 이때 트랜스포머의 권선비에 따른 승압비와

boost 승압방식에서의 승압비의 합만큼 승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트랜스포머를 두개 사용한 것은

대전류 조건에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코일의 굵기를

작게 하고 본 논문 실험에서 사용한 코어의 용량이

500W급인 것을 감안하여 설계하였다.

2.2. Converter의 동작 설명

제안된 컨버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스위치가 on이 되어 닫혀있게 되면 Fig. 2와 같이 다

이오드(D1)은 역바이어스 상태가 되어 전원, 인덕터,

스위치로 구성되는 경로를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된다.

스위치가 닫혀있을 경우 다이오드 D2와 D3는 오프상

태가 되므로 2차측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형태가

된다. 이때 자화인덕턴스 Lm1과 Lm2에 의해 에너지가

저장되었다가 스위치가 열리면서 부하로 전달된다.

Fig. 3과 같이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스위치가 off가

되어 다시 열려도 인덕터의 전류는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가 되어 인덕

터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된다. 이때 자화인덕턴스 Lm1

과 Lm2에 흐르는 전류도 boost 컨버터 형태의 인덕터

Fig. 1. Composition of boost-flyback converter.

Fig. 2. Operation of switch on.

Fig. 3. Operation of swit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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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간다. 전류 iLm1과 iLm2가 1차측 권선에서 흑점

반대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므로 2차측 권선에서는 흑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나간다. 이 2차측 전류가 다이오

드의 순방향 전류가 된다.

제안한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식 1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이는 boost의 출력전압과 flyback의 출력전

압을 합한 값과 같다.

(1)

D는 duty ratio를 나타내고 있고 n1과 n2는 트랜스포

머의 각 턴비를 나타낸다.

3.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컨버터 회로를 P-SPICE 툴을 이용하여 Fig.4

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입력전압 50V에 출력 전압은

400V와 전류 2.5A에 초점을 두었다. 스위칭 주파수는

20KHz로 듀티비는 0.54로 맞추었다. 트랜스포머는 1

차측 magnetic inductance를 320uH로 하여 턴비는 1:1

로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5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M1의 게이트 파형에 따

른 트랜스포머의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의 형태를 보이

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동작형태에 따른 전류의 흐름

을 보이고 있다. 스위치가 on이 되었을 때 전류는 트랜

스포머의 1차측 magnetic inductance에 저장되었다가

스위치가 off되면 전류는 2차측으로 유도되어 흐름을

보이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와 Fig. 7은 제안된 컨버터의 게이트파형에 따

른 출력전압과 출력전류의 파형을 보이고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컨버터를 동작시키는 초기에 설정

한 출력전압보다 높은 출력값을 보이고 있다. 일정시간

이 지나면서 이는 400V와 2.5A로 레귤레이션 되어 일

정한 출력을 보이고 있다. 확대한 출력파형에서 보이듯

스위치가 off가 되었을 때는 전하는 출력측의 평활 캐

패시터에 충전을 하게 된다. 스위치가 on이 되면서 캐

패시터에서 충전을 하고 있던 전하가 방출되어 부하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실험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1KW의 출력에서 일정하게 레귤

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

하기 위해 Fig. 8에 보이는 것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여

실제 측정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컨버터의 경우 최대출력을

1KW로 설정하였다. 출력전압은 400V로 고정하였고

출력전류의 변화를 통해 부하에 맞는 전원을 공급한다.

Vc1

Vs

1 D–
-------------=

Vc2 N1
D

1 D–
-------------

Vs

2
-----⋅ ⋅=

Vc3 N2
D

1 D–
-------------

Vs

2
-----⋅ ⋅=

Vo Vc1 Vc2 Vc3+ +=

Vo

Vi

1 D–
------------- 1 D n1⋅ D n2⋅+ +( )=

Fig. 4. Circuit of simulation.

Fig. 5. Input current and output current in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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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험을 위해 구성한 회로는 무부하에서 최대부

하인 1KW까지 출력 전류가 가변되며 출력전압 400V

의 고정을 위해 피드백을 받아 스위치의 게이트 파형

을 PWM(Pulse Width Modulation)으로 제어루프를 갖

추고 있다.

Fig. 9 와 Fig. 10에 나타낸 파형은 최대 출력값인

1KW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파형을 보이고 있다. 계

측기는 Lecroy사에서 제작한 Wavesufer 44Xs 4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전자부하기는 Prodigit사의 DC

High Voltage Electronic Load 3361 모델을 사용하여

부하 테스트를 하였다.

Fig. 9은 트랜스포머의 입력전류와 출력전류의 파형

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 파형에서 보이듯이 시뮬레이션

에서 보였던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입력전류의 peak point는 14A가 흐르고 출력측 전

류는 peak point에서 13A정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트랜스포머의 전류파형 또한 앞서 설명한 스위치의 동

Fig. 6. Waveform of Output voltage.

Fig. 7. Waveform of Output current.

Fig. 8. Composition of tes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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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 동일한 전류 흐름을 보이고 있다.

Fig. 10은 제안한 컨버터의 입력 전압과 출력전압을

나타낸다. 입력전압은 일정하게 50V가 인가되고 있으

며, 출력전압 또한 400V로 일정한 출력을 보이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스위칭에 따라 출력전압은 삼

각파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험 결과에서는 출력단의 평

활캐패시터를 크게 하여 리플전압을 최소화 함으로써

400V의 일정한 전압으로 출력됨을 보이고 있다.

Fig. 11은 부하에 따른 출력전류를 나타내고 있다.

출력전류는 출력부하(Watt)에 따라 출력전압이 400V

에서 레귤레이션하고 있는 동안 부하에 맞는 전류가

흐름을 알 수 있다. 최대 부하를 1KW로 설계하였고

최대 부하에서는 이에 맞는 2.5A의 전류를 흐름으로

최초 설계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Fig. 12는 트랜스포머의 leakage inductance에 따른

효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Leakage inductance가 1uH

로 작을 경우에는 효율이 1KW시에도 90%이상의 효

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leakage inductance가 12uH

로 커질 경우에는 88.6%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트랜스포머의 설계 시 leakage inductance값의 고려

에 따른 예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leakage를 얼마나

적게 설계하느냐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관점

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및 고찰

기존의 DC-DC 승압방식에 사용된 컨버터는 고주파

변압기의 부피 및 무게가 작아 전체 변환기의 소형화가

가능하여 비절연형과 절연형 컨버터를 주로 사용하였

다. 비절연형 컨버터인 boost 컨버터, buck-boost 컨버

터의 경우 높은 승압비를 구현하기가 어려우므로 고주

Fig. 9. Waveform input current and output current in
transformer.

Fig. 10. Input voltage and output voltage in converter.

Fig. 11. Output current about load.

Fig. 12. Efficiency about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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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변압기를 사용하는 절연형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절연형 컨버터로 높은 승압

비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컨버터는 트랜스포머의 턴비가 1:1임에도 불구하

고 8배의 높은 승압비 효과를 구현할 수 있었다. 제안

한 컨버터는 트랜스포머의 승압비를 높임으로써 더 높

은 승압비를 구현할 수 있음을 식1에서 보이고 있다.

효율도 90%이상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하다 판단된다.

향후에는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스위칭 손실과 트랜스포머에서의

손실이 전력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스위칭 소

자 선정과 트랜스포머의 설계를 고려하여 전력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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